
High-Frequency System Developer (고빈도 거래 시스템 개발자) - Junior 

 

고빈도 거래 시스템 개발자는 금융/투자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하게 됩니다. 확장 가능한 여러 단계의 응용프

로그램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적화하는 일을 합니다. 회사의 고빈도 거래 시스템 유지 및 개발을 위해 역

동적으로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며, 정량적/알고리즘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트레이더들은 

Python과 C++을 병행하여 사용하지만, 고빈도 거래 시스템 개발자는 주로 C++로 업무 합니다.  

담당 업무 

 최첨단 거래소 연결 시스템 디자인, 개발 및 시행 (FIX, 거래소 API) 

 글로벌거래소와의 직접 주문을 위한 접속 시스템(DMA, Direct Market Access) 개발 

 새로운 디자인 제안 및 성능, 기능성, 안전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디자인 수정 

 내부 주문관리시스템(OMS, Order Management System) 개선 

 내부 중개 시스템 구축  

 코드 테스트 및 코드 검토 

 Tier 1 등급의 기술지원 

 데이터 센터(Co-location)인프라 구축 

 

자격조건: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 계산과학, 컴퓨터공학, 수학재정학 외 직무 관련 전공 학위 취득하신 

분 

 리눅스 환경에서 C++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이 있으신 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유경험자 

 크로스 플랫폼 병렬 스레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유경험자 

 고빈도 거래 시스템 개발 유경험자 

 대규모 코드 베이스 공동 개발 유경험자 

 분석력 및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한 분 

 

우대조건: 

 멀티스레드, 소켓 프로그래밍,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 경험(ex. FIX) 

 거래소 API 개발 유경험자 

 거래소 직접 주문 접속시스템(DMA), 주문관리시스템(OMS) 유경험자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유경험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 (운영체제, 네트워크, 성능 최적화 등) 

 영어 실력이 좋으신 분 (필수사항 아님) 

 

 

 

 

 

 

 

 



 

급여수준 

 연봉 4,000 – 7,000 만 원 (성과 상여금 별도) 

 

채용 과정 

 1차: 서류전형, 국문 이력서(혹은 영문 이력서), 포트폴리오(선택사항) 

*이력서 파일 이름: Haafor_HFSD_Junior_이름 

 2차: 이메일 코딩 테스트 (약 2 차례) 

 3차: 필기시험 및 1대1 면접 

 4차: 최종 임원 면접 

 

기타 사항 

 추가 이메일 테스트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채용 스케줄에 따라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용 결과는 각 단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talent@haafor.com, +82 (0)2 6415 5700/ 5703 

 homepage: www.haaf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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